s

모시는 말씀
오늘날 디지털(digital)’의 의미는 단순히 아날로그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 IT, AI, AR 등 기술적 접근과 사물인터
넷, 소셜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등 네트워킹 형성에 관여합니다. 어패럴 산업에서는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
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수레바퀴와 맞물려 부각되고 있는 3D 가상 피팅 기술이 기획, 생산, 유통의 패션 스트림
전반에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한국의류산업학회는 “2020년 제 9회 국제 디지털 패
션 작품 콘테스트(2020 The 9th INTERNATIONAL DIGITAL FASHION CONTEST)”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Digital Fashion: Timeless Design”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대만에서 참가한 315여명
의 국내외 인재들이 감성과 IT 융합의 결실을 도출하였으며,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본선 수상작 29점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들은 향후 이 분야 발전의 역할을 짊어진 든든한 일꾼
으로 성장할 대목들로 기대됩니다.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는 ‘디지털 패션’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2D 실사, 3D 동영상의 2가지 방식으로 볼거리를
준비하였으니, 눈과 귀가 즐거운 관람과 감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패션에 대한 열정으
로 수준 높은 작품을 이끌어낸 출품자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콘테스트 진행에 도움을 주신 전국 지역별 대표 조직위원님과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성공적 개최와 디지털
패션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파크랜드, ㈜유스하이텍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패션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20년 제7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2020 The 7th SFTI DIGITAL FASHION Invited Exhibition)을 마련하였습니다. 36인 전문가의 초청작 전
시를 통해 향후 의류 산업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패션제품의 네트워킹화와 지능화를 위한 사색 과정과 결과
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즐거운 관람과 감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류산업학회의 국제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와 초대전에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이 진 화
2020년 제 9회 국제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추진위원장 장 남 경

2020 The 7th SFTI
DIGITAL FASHION INVITED EXHIBITION
2020년 제 7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김희숙
서태순

나윤희

퍼프원피스를
입고…

꽃_빔_2020
8

9

INVITED
EXHIBITION

류 경 화
김 양 희

박소영·이예진

[THE CLASSICS#6]

11
10
·이 창작물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발표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Madame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박현정

배지예
김양희

12

13

·이 창작물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발표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Out of sight
In time
Out of time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백경자

신혜경

SAIL –
항해하다. 돛.

Girl Crush
14

15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안효선

양 은 경

High Vib
Cycling Suit

BLUE
OUT OF BLUE
16

17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원주영

이명희

18

19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9)’

Work 2020
(Lacy Dress)

INVITED
EXHIBITION

이상례

이유선
최윤미
Black Swan
Time Clash
20

21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이은영

이정은

Flower
Garden

Vertical Split
22

23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이혜원

장남경

Sportive
Vest for
‘Untact’ Era

NO Question
Asked Again
24

25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정기성

정명숙

Looking
Forward to
Going out
26

27

INVITED
EXHIBITION

조신현

조은진·이효정
The value of harmony

28

29

INVITED
EXHIBITION

진안양
최윤미

최영림
Emotional Blunting

30

31

INVITED
EXHIBITION

최윤미

최은주
Story 20-1

산들 바람
32

33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최진

하종경

écriture
34

35

INVITED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홍미정

RUTH
ALEXANDER

Straight line cut
Jacket and Pants
36

37

INVITED
EXHIBITION

WANGXIN(왕흠)
YU
HONGFANGYUE
(위홍팡웨)

Folding · shadow

38

39

김양희

인하대학교 박사
프랑스국립 고등사회과학대학원 D.E.A.
파리 1대학교 석사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 교수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유니폼자문위원

kimyanghee@inha.ac.kr

김희숙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이학박사)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

2020 The 7 SFTI
DIGITAL FASHION INVITED EXHIBITION

일본, 오오쯔마여자대학 객원교수

2020년 제 7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 교수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 연구교수

sook@anu.ac.kr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 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천년혼 안동포’, ‘탈과 패션의 만남’등 다수의 패션쇼 기획 및 출품
한국의류산업학회 해외교수초대전 출품(베를린) 및 교수초대전 출품

P R O F I L E
나윤희

2012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 졸업
2016~2017 인스티튜트 세꼴리 석사 졸업(속옷, 웨딩드레스 과정)
2012~2013 ㈜이상봉 메인팀 / 패션디자이너

세종대학교 | 박사 수료생

2013~2013 ㈜ 린스움 웨딩 인스티튜트 / 모델리스트 강사

yuhigod@naver.com

2015~2015 세종 사이버대학교 디지털 패션 / 실습강사
2018~2020 비애이(B.A.E) / 패션디자이너

류경화

인하대학교 강사
발레시모 대표

인하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박사수료
kyaryu@naver.com

박소영

2017년 제17회 복식문화학회 의상전, 서울, 한국
2018년 춘계 KOSCO전, 서울, 한국
2018년 (사)복식문화학회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

충남대학교 | 대학원생 박사과정

2018년 K-STYLE 짓다

soyoung9118@naver.com

2019년 제8회 국제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2019년 제8회 티셔츠 아트 국제 초대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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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안효선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Academy of Art University, Master of Fine Arts(M.F.A.)

전남대학교 Post-Doc.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Fashion Industry(Ph.D)

전남대학교 | Post-Doc.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 초빙교수

diana0815@naver.com

hyosunan@gmail.com

배지예

akonish@hanmail.net

‘10 Mercedes Benz New York Fashion Week “2010 FW AAU” Fashion
Show, New York, USA
‘14 The 32nd Korea Art Competition Grand Prize in Fashion Illustration,
Seoul, Korea
‘18 Florence International Music & Arts Festival “Bustiers” Solo Fashion
Exhibition, Frenze, Italia

2019 The 6th SFTI Digital Fashion Invited Exhibition

‘19 The 6th SFTI Digital Fashion Exhibition, Seoul, Korea

2019 춘계 KOSCO INSPIRATION FASHION

인하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박사과정

Ewha Womans University, Clothing and Textiles(B.A.)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2018 International Fashion Exhibition by Invitation /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2017 KOSCO Costume Exhibition

양은경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박사
파리 1 팡테옹소르본 대학 디자인전공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복식디자인전공 학사

백경자

Cornell University, Dept. of Fiber Science & Apparel Design-Post Doc.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학석사/박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이학사

백석문화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 교수

2019 제6회 SFTI 디지털 패션작품 초대전 (대한민국, 건국대학교)

paek@bscu.ac.kr

2019 한국디자인문화학회 동계 국제 디자인컨퍼런스 (일본, Chiba)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 연구원 |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연구교수

eunkyoung.y@yonsei.ac.kr

N Dimension 디지털패션 대표 / CO.DE 패션 공동대표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겸임교수
Chugulu SARL FRANCE 아트디렉터

2019 제24회 국제패션초대전 (미국, Washington)
2018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하계 국제 디자인컨퍼런스 (일본, Hokusho)

원주영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졸업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 학과 강의

서태순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 강사

한성대학교 한디원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 교육원) | 강사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의

자연색 가비채 이사
지인어패럴 대표

wonssamm@naver.com

세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의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이학석사)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패션예술학부 강의
한성대 한디원 강의

다수 의류브랜드 기획실장

dbtov@naver.com

신혜경

이명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학사/ 석사)

부산대학교 동대학원 (M.A./Ph.D)

영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
대구산업정보대학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교수

Drexel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hkshin@gdsu.dongseo.ac.kr

사) 한국패션조형협회 10대 회장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B.A.)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교수

´17 The 3rd SFTI Digital Fashion Invited Exhibition

leemh@pknu.ac.kr

´18 The 4th SFTI Digital Fashion Invited Exhibition
´18 The 5th SFTI Digital Fashion Invited Exhibition
´19 The 24th International Invited Fashion Exhibition (Seattle)

현)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재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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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례

이혜원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2008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졸업

세종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

2011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졸업 / 박사 졸업 (2014)

Parsons School of Design 졸업

2012~2019 서울대학교 외 다수 대학 출강

동명대학교 | 교수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 겸임교수

2017~2018 조선대학교 IT융합신기술연구센터 연구교수

sangr@tu.ac.kr

ceci.hw@gmail.com

2019~2019 상명대학교 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겸임교수,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서울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강사
2016~현재 Mode-C 대표

이예진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효정

충남대학교 | 교수

2006~2007 FnF

yejin@cnu.ac.kr

이유선

2002~2006 코오롱 인터내셔널
2007~2010 JDX 신한 코리아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 조교수

2016~2018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hyojeong@kongju.ac.kr

2018~현재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조교수

장남경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과 패션디자인전공 졸업 (학사)

충남대 의류학과 석사
충남대 의류학과 박사과정
2019 Circulation & Contact -MCM Fashion Exhibition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 박사과정

2019 SFTI-WSU International Invited Fashion Exhibition

piano0712@gmail.com

2018 KOSCO Exhibit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식미술과 패션디자인전공 졸업 (석사)

한세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과 | 부교수
edio99@hansei.ac.kr

이은영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대학원 Dept. of Textile & Apparel
Mgnt. 졸업 (박사)
The Journal of Textile Institute, The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erchandising 등 논문 30여 편
광주 비엔날레, FCA, BODY WORK 등 작품전시 100여 회

한남대학교, 의류학전공,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B.A.)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M.A./Ph.D)

한남대학교 | 조교수

Cornell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Visiting Fellow

hicaho@hnu.kr

조선대학교, IT융합신기술연구센터, 연구교수

정기성

1999 BA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 Women’s Wear
2002 MA London College of Fashion, Design & Technology

㈜노브랜드, Technical Designer

2012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졸업

이정은

Bunka Fashion College, Fashion Creation Department, Garment Creation,
전남대학교 의류학과(M.A.)
전남대학교 의류학과(Ph.D)

전남대학교 | 강사
leeje@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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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 교수

2002~2003 Pattern Cutter at Marjan Pejoski(London)

ksjeong@kmu.ac.kr

2000~2002 Designer at Isabell Kristensen Couture(London)

정명숙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전공 | 교수
chums@hknu.ac.kr

최윤미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A.)

2019 Circulation & Contact - MCM Fashion Exhibition

’19 A Study on the Pattern Grading for Improving Apparel Fit,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19 SFTI-WSU International Invited Fashion Exhibition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 교수

’19 Dignity of Woman, Korean Society of Costume
’19 Comparative study on human suitability according to the
Torso prototype system, Korean Society of Costume

B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20 제9회 2020 티셔츠 아트 국제 초대 전시회
’19 제7회 2019 T-Shirt Art International Invitation Exhibition
’18 여성생활사 박물관 Artist 기획전

jsh@jangan.ac.kr

’17 DAEJEON INTENATIONAL ART SHOW

영산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교수

’09 Drexel University Visiting Scholar

cej1214@ysu.ac.kr

’17 The 22th International Fashion Exhibition of Professor (Mongolia)
’18 The 23th International Fashion Exhibition of Professor (Portugal)
’19 The 24th International Fashion Exhibition of Professor (USA)

’16 SFTI 디지털 패션작품 초대전

조은진

최진

2017 안산 디자인 문화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 졸업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Ph.D Course)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박사과정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 학생

cici63@hanmail.net

rrd3147@naver.com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 박사과정 수료

하종경

2018 공주대학교 석사과정 졸업

2000 영남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가정학 박사

2020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2002 동명갤러리 개관식 기념 교수 초대전, 동명 갤러리

2020 제9회 2020 티셔츠 아트 국제 초대전시회 Best Design Award

2003 한국교수 의상초대전, 이태리 피렌체 폴리모다 대학 갤러리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조교수

2020 2020 섬유패션 신진작가 기획초대전

2007 제 10회 국제의상교수 초대전 출품, 한국의류산업학회

hajk@tu.ac.kr

chenanyang1@naver.com

최영림

전남대학교, 의류학과(B.A.)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M.A.)

2017~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학생

진안양

B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B.A.)
B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Ph.D)

장안대학교 | 부교수

2018 KOSCO Exhibition

ymchoi@cnu.ac.kr

최은주
조신현

서울대 의류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M.A./Ph.D)

홍미정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졸업

영국 왕립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Istituto Carlo Secoli 수료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박사졸업

대구대학교 | 교수

계명대학교 | 교수

제일모직 “갤럭시” 디자이너

orangebk@empas.com

colore@kmu.ac.kr

F.G.F “Intermezzo” “D’urban” 디자인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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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Ruth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BA Fashion Design
London College of Fashion MA Costume for Performance

STAFF

London College of Fashion Lecturer Tenure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겸임교수

a.ruth@kmu.ac.kr

국민대학교 강사

WANGXIN (왕흠)

2020 동명대학교 석사 졸업

동명대학교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
대학원생
yuhongfangyue@gmail.com

부조직위원장

최 영 림 (대구대학교)

조직위원

김 동 은 (이화여자대학교)

		

김 현 아 (유스하이텍)

		

도 월 희 (전남대학교)

		

문 지 현 (울산대학교)

		

박 순 지 (영남대학교)

		

송 하 경 (경희대학교)

		

양 은 경 (연세대학교)

		

원 주 영 (세명대학교)

		

오 은 미 (D3D)

		

이 은 영 (한남대학교)

		

장 정 아 (부산대학교)

		

전 정 일 (동서울대학교)

		

Hsueh-Chin Ko (National Pingtung University of

2020 동명대학교 박사 재학

bjwx126@naver.com

YU HONGFANGYUE (위홍팡웨)

장 남 경 (한세대학교)

2014~2018 DeZhou university 패션디자인과 공학학과 졸업
2019 2019 International Invited Fashion Exhibition

동명대학교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
대학원생

조직위원장

2014~2018 중국 대련공업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학사학위
2019~현재 한국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
2016~2018 중국 베스트 텐 설계사 풍삼삼 보조원
2016 중국 베이징 의류디자인협회 패션위크 보조원
2017~현재 중국 대련 미술가협회 회원
2017 China Pingyao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우수상
2017 중국 대학 창업 프로젝트 은상
2017 “Yu Dahua”China Fashion Design Competition 우수상
2019 BIEAF 2019 Asia Graphics Olympiad 은상

				

간사		

Science and Technology, TAIWAN)

노 유 민 (한세대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다이텍연구원 8동 503호
Tel. 사무국 053-986-7481 편집국 062-530-0136 Fax. 053-986-7480
E-mail sfti98@naver.com (사무국) ksci7496@naver.com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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